


























































































•연구주제:  그린수소의 생산과 연료전지에서의 활용을 위한 저가의 촉매 개발

•연구내용: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의 생산과 연료전지에서의 활용은 모두 고가의 귀금속 촉매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

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과 유사한 전자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나, 표면에만 귀금속을 입힌 

저가의 촉매를 개발하여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연구주제: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활용을 위한 소재 및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산화탄

소를 포집하고, 나노 구조의 산화물 전극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이나 연료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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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전기화학적 탈염기술을 위한 고안정성 전극 개발

•연구내용:  수자원 확보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기에, 해수를 담수화해서 사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축전식 탈염공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 전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극 표면에서의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성능 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극 소재를 개발하였다.

•연구주제: 자원회수를 위한 전극의 거동 이해와 전극 및 시스템의 개발

•연구내용:  전기화학적 자원 회수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엑스선 분석을 통해 리튬회수에 사용되는 전극의 거동

을 밝히고 설계 원리를 제안하였다. 향후 배터리 재활용 등을 위해 리튬 뿐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선택적으

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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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due University 정진하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학부 제도가 도입되었고, 저는 당시 도시, 자원, 토목 공학부 

96학번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학부 이름이 1997년에 지구 환경 시스템 공학부로 바뀌었고, 군복무 후 복학해

서 들었던 GIS/원격탐사 관련 박형동 교수님 수업에 매료되어, 학부를 마치고 에너지 GIS 연구실에서 2005

년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 졸업 후 부푼 꿈을 안고 미국 퍼듀 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과정 유학을 나오

게 되었고,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서 2011년에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후에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와 퍼듀 대학교에서 3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Texas A&M University – 

Corpus Christi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독립된 연구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Texas A&M University

에 근무하는 동안 무인 항공기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전문 분야를 인정받아 

Texas A&M AgriLife Research Center 와 손잡고 농업관련 무인항공기 기반 원격탐사 기술 활용 연구를 주

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가 제 연구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어, 제가 텍사스에 있었던 5년 동

안 농업 관련된 원격 탐사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노력을 인정 받아서 2018년

에는 Dean’s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 Excellence을 수

상하게 되었고, 2019년에는 제가 15년전 박사 학위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줬던 

퍼듀 대학교 토목 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Geospatial Data Science Lab (https://gdslab.org)을 이끌고 있으며, 원격 탐사와 GIS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연구를 3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1명의 박사 후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

듀 대학교는 시카고 남동쪽으로 약 160 Km 지점에 위치한 인디애나 주 웨스트 라피엣 시에 위치한 주립 대학

교입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큰 대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13개의 단과 대학 및 대학원에 약 4만 5천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는 특히 총 130 여개의 국가에서 9,000여명 이상의 유학생이  재학하

고 있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퍼듀 대학교는 최초로 달

에 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25명의 우주인들을 배출하였으며, 총 13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학생이

나 교직원으로 거쳐간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는 거의 매년 미국 5대 공립 대학으로 선정되

고, 특히 토목공학과는 2021년 현재 US News 기준으로 미국에서 3등으로 기록될 만큼 중부의 명문 주립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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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정욱 박사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98학번으로 입학하여,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암반공학연구실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토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목표로 국토

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질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지구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질환경연구본부 심지층연구센터에서 심부 암반과 지하공간의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 수치모델링

과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불연속면을 고려한 암반거동 수치모델링기법 

개발 사업과 국내 CO₂ 지층처분을 위한 부지 타당성 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반은 제한된 접근성과 재료 자체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그 거동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반

대로 미개척 분야로의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구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부 암반과 지하공

간을 활용한 에너지 관련기술, CO₂ 지중저장,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등과 같은 기술 수요가 증대하면서 에

너지자원공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공자들이 산학

연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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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ouston 대학교 이경재 조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년, 석유가스공학의 학문적 재미와 사회적 

필요성에 매료되어 석유공학자로서의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에 걸쳐 석유가스공

학연구실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층의 안정성 연구를 주제로 하여 석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 Texas A&M 

대학교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탄화과정이 덜 진행된 오일셰일 지층에 인공적 가열기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유체 및 암석의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유동을 모델링하는 연구를 통해 2014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5년에서 2017

년에 걸쳐 미국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미국 에너지

국의 연구과제들에 참여하며 환경공학 및 환경지화학 분야로 연구분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석유공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Houston 대학교의 석유공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시스

템 연구실(Sustainable systems of energy and resourc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소속된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들은 셰일층에서 생산되는 물에서의 리튬생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의 안정성, 셰일층 암석과 수압파쇄 시 주입되는 유체와의 화학적 반응에 따른 친수성 변화 등에 관한 연구

과제들에 참여하고 있고, 실험적 기법과 컴퓨터 모델링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개발의 연구를 통해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연간 500명의 조교수에게 수여하

는 Early Career Development Award(CAREER Award)를 2021년 수여받게 되었고, 이는 전미 대학의 

석유공학과 교수 중 역대 세번째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재학생 여러분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개

척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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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이재원 박사

저는 암반공학연구실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2014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

분연구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으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자력 기술 선진화

를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을 땅속 깊은 곳에 영구히 격리시키는 심층처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이용하여 한국의 지질 조건에 맞는 처분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청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안전성평가 방안 중 

프로세스 기반 성능평가 모델 개발 및 검증, 불확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

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 핵종이 생태계 내 인간 생활권까지 유출되더라도 그 방

사선적 영향이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목표치를 만족함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처분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열-수리-역학-화학적 복합 물리현상들의 단·장기 변화들을 고

려한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델의 신뢰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력자료, 

개념모델, 시나리오의 불확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의 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기술뿐 만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특

징/이력 평가 기술, 시스템 설계기술,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 인허가를 위한 실증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이나 처분시스템 실증기술의 경우 지하 심부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암반공학 및 지구통계학, 석유가스공학 등 심부 지하 공간 및 매질에 대한 학문

을 배우고 익힌 에너지자원공학과 졸업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

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길 바라며, 추후 처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후배 분들을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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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한화솔루션(주)/큐셀 윤다은 주임연구원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 10번 윤다은입니다. 2015년도에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화솔루션㈜/큐셀 Perovskite팀의 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처음에는 GIS 분야에 관심을 가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GIS를 활용한 연구를 진

행하면서 태양광 분야를 접목시켜,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위한 최적 부지 선정이나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 에

너지원인 일사량 분포와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당시에는 태양광에 좀 더 집중하여, 일사량이나 

대기온도와 같은 외부환경이 태양광 모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발전량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를 했습

니다. 해당 연구 주제를 살려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한화솔루션㈜/큐셀은 태양광 셀 생산부터 모듈 생산, 시스템 설계, 시공까지 태양광 토탈 솔

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 모듈 효율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국제 표

준 품질 기준의 2~3배 가혹한 품질 시험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연속 TOP Performer로 선정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품에 대한 성

능,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R&D센터 및 제조공장이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 위치하여 세계적으

로 치열한 태양광 시장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모듈개발팀으로 입사하여, 현재 양산 중인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 장기

적 신뢰성 분석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Perovskite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론적 한계 효율에 

다다른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넘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중 하나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활용

한 새로운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곳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태양전지의 장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훌륭한 연구원들과 함께 에너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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